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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pinal dural arteriovenous fistulas are rare abnormal connections of arteries and veins on the surface of the dura. A male pre-

senting with myelopathy, which had a slowly progressive course for about 28 months, was diagnosed by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selective angiography. After surgical coagulation and excision, his symptoms were mildly improved. We report

here on a man who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for his myelopathy that was due to spinal arteriovenous fistula. Although it

is unusual, spinal arteriovenous fistula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differential diagnosis of mye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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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경막 동정맥루는 척수에서 발생하는 혈관 기형

중 가장 흔한 혈관 기형으로 전체 척수 혈관 기형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1,2). 누관은 주로 흉부와

요천추부에서 발생하고 경부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며,

중년 남성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신경증을 특징으로 하

고3), 올바른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증상

의 극적인 호전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4). 이에

저자들은 증상 발현 후 28개월이 지나 본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 상과선택적혈관조 술로상기병명을진

단한 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여 6개월 간의 외래

관찰 중 척수병증이 호전된 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

찰과함께보고하고자한다.

증 례

54세 남자 환자로 양측 하지에 서서히 진행하는 근력

약화와 배뇨 장애, 보행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 다. 내

원 8년전제 4~5요추, 제 5요추-제 1천추부위에중심성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하여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하 고, 이후 전반적인 증상의 호전을 보여 통증없

이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내원 2년 전부터 양하지

발끝의 저린 증상과 함께 근력 약화가 있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후에 내원 1년 전부터는 취침하여 안정

을 취할 때에만 증상이 호전되었고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며 배뇨 장애도 나타났으

며, 내원 6개월전부터는상기증상과함께심한보행장

애가진행하는소견을보여개인병원에방문한후본원



으로전원되었다. 

환자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하지 근력 약화로 직

업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며, 특히 증상의 발현 후

20개월째이후에는거의앉아서만거동할수있었다.

가족력이나 과거력 상으로는 특이 소견 없었으며 혈

액학적검사상특이소견은보이지않았다. 이학적검사

상 하지의 마비는 양측이 칭적으로 근위부와 원위부

모두 고관절 이하 부위로 불량 정도의 근력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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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D. (A) Coronal and sagittal T2-weighted MRI of the thoracic spine shows marked tortuosity of the perimedullary vessel in
upper and midthoracic spine level. (arrow) (B) (Right) Sagittal T2-weighted MRI of the thoracic spine shows fine dotted
signal intensities in subdural space and intramedullary hyperintensity within spinal cord. (Left) Sagittal T2-weighted MRI
of the thoracolumbar spine shows serpentine signal intensities within spinal cord in lumbar spine area.

Fig. 2. (A, B) Axial T2-weighted MRI (Right) In midthoracic
level, fine dotted signal intensities in subdural
space. (Left) In lumbar 3-4th disc level, abnor-
mal dilated intradural medullary vein. (arrow)

Fig. 3. (A, B) Spinal angiography (A) feeding artery -
Adamkiewicz artery comes from left thoracic 11
level. (arrow) (B) Shunt were found at lumbar 3-
4th disc level. (arrow)



다. 감각은 양하지 모두 감각 저하를 나타냈으며 특히

족관절이하로는감각이거의없는상태 다. 심부건반

사에양측족반사와우측슬개반사는나타나지않았으며

바빈스키징후와발목간 성경련은나타나지않았다.

증상이발생한후 28개월만에시행한흉요추자기공

명 상 촬 에는 하흉추부 이하 부위부터 미만성의 척

수 팽창 소견이 보 고, T2 강조 상에서 제 6 흉추부

이하부터 척수 원추 부위까지 신호의 증강 소견이 보

으며, 유출정맥(draining vein)의확장소견이상흉추부위

부터제 10 흉추부척추관주위로관찰되었다(Fig. 1, 2).

혈관병소의위치를정확히알기위해시행한척수혈

관 조 검사에서는 척수 혈관 주위의 동맥 특히

Adamkiewicz 동맥은정상적인혈액공급을보이고있으

나전방척추동맥은제 3~4 요추부위에서경막동정맥

루에의해동맥유출소견이확인되었고이단락을통해

연막정맥(pial vein)이조기충만되는소견을볼수있어

척수경막동정맥루를진단할수있었다(Fig. 3). 이에혈

관 조 술을 이용한 중재적 색전술을 시행하려 하 으

나 동정맥루의 위치상 전체 척수의 혈관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적 방법을 시행하 다. 수술은 척추

후방도달법을통하여제 4 요추부의후궁절제술후경

막을 노출시켜 경막에 절개를 통하여 동맥화 되어있는

동정맥루를 확인하 으며 소작하고 외과적 절제를 시

행하 다(Fig. 4). 술 후 6개월째 환자는 양측의 좌측부

족관절과 족지 운동은 양호 정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배

뇨, 배변기능은수술전과차이가없었다.

고 찰

척수 동정맥 기형은 척수 경막내 동정맥 기형

(intradural arteriovenous malformation)과 척수 경막 동정

맥루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Spetzler 등5)

은발생한혈관병소의위치에따라경막내동정맥기형

을 경막내외형(exradural-intradural), 경막내형(intradural)

로 나누었고 이중 경막내형은 수막내형(intramedullary),

치 형(compact), 미만형(diffuse)로분류하 다. 척수경

막 동정맥루도 혈관 병소의 위치에 따라 경막외형

(extradural), 경막내형(intradural)로 나누었고, 경막내형

은 다시 배부형(dorsal)과 복부형(ventral)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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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rtist's rendering of an intradural ventral arteriovenous fistula.

Fig. 4. Intraoperative photograph showing an arterialized vein
within dural sac in umbar 3-4th disc level. The fistula
was treated with coagulation. (arrow)



다. 이중 경막내 동정맥 기형은 주로 30세 이전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발생하여 급격히 진행하며 종종 다른 선

천성 혈관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임상적 특징과

자기공명 상과혈관조 술등을이용하면척수경막

동정맥루와감별할수있다5). 

Spetzler 등5)이 제시한 분류에 따르면 본 증례의 환자

의 경우 경막 내형의 복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막

내형의 복부형인 경우 전방 척수 동맥에서 기원하여 모

세혈관계와의교통없이직접적으로동정맥루를형성하

여 확장된 정맥계를 형성하며 특히 복부형의 경우 혈관

이 유입되는 정도에 따라 세부 아형으로 각각 A형(sin-

gle-small), B형(single-large), C형(multiple-giant)으로 나

뉜다. (Fig. 5) 본 증례의 경우 세부 아형으로는 B형으로

분류되었다. 

척수경막동정맥루는척수동정맥기형중가장흔한

형태로 보고되고 있으며 심각한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1,4,6,7). 임상적으로는 경막내 동정맥 기형과 달리

개 발병 연령이 40세 이후이고 증상은 하지 근력 약화

및 마비 감각 이상,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 등이 서서

히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경막내 동정맥 기

형이 척수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데 반해 경

막 동정맥루는 혈관의 병소가 척추의 하부, 즉 흉추부

이하의부위에서주로발생한다3,5,7). 

척수 경막 동정맥루의 병태 생리학적인 기전은 경막

부위에 발생한 동정맥루에 의하여 동맥혈의 정맥 유입

으로인한정맥혈압의상승으로인해울혈성척수병변

을 유발하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며3,5) 부분의 경

우외상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

Watson 등3)은남자에게호발하는것으로보아육체적인

노동, 남녀 호르몬의 차이, 외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

다고하 다. 

척수 경막 동정맥루의 진단을 위해서는 척수강 조

술과자기공명 상장치가있으며2,3,5,7,8-10), 자기공명

상 소견으로는 T2 강조 상에서 척수 실질 내에 신호

증강 소견과 조 제 주입 시에 강한 조 증강이 척수

팽창과 함께 보이게 되며 간혹 유출 정맥(draining vein)

이 확장된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흔히 정상 소견으로 나

타나는 경우도 있어 자기 공명 상 만으로 진단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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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agittal T2-weighted MRI of the thoracolumbar spine shows no fine dotted signal intensities and no hyperintensity within
spinal cord.  (B) Axial T2-weighted MRI shows no abnormally enlarged intradural medullary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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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점이 많다2,8,9). 척수강 조 술도 역시 보통 척

수의 배부에서 사행성 정맥 확장을 볼 수 있으나 확진

방법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6,8,9). 따라서 부

분의 경우 척수 경막 동정맥루의 확진을 위해서는 자기

공명 상과함께선택적혈관조 술을통해혈관병소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분의 경우 질병 특유의

소견으로서연막정맥의조기충만소견을확인할수있

다2,8). 

특히여러다양한척수증즉다발성경화증, 횡단성척

수염, 척수 종양, 퇴행성 추간판 병증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척수증과 임상적인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

적 혈관 조 술을 이용한 척수 경막 동정맥루의 진단은

필수적이라 하겠다8). 본 증례의 경우 50 중반의 남성

에서 서서히 진행하고 운동과 도보 등의 활동으로 증상

이 악화되는 점, 자기 공명 상에서 하부 흉추의 척수

팽창 소견, T2 강조 상에서 고신호 강도 신호 소실 등

으로본질환을진단할수있었다. 

Aminoff 등10)은예후로는성비차이, 임상증상의중등

도, 발생한 혈관 병소의 위치보다 질환의 이행 기간과

치료시기가중요하다고하 다. Larsen 등8)도이질환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주장한것으로미루어증상발생후 28개월만에내원한

이환자의경우더빠른진단이이루어졌더라면좀더나

은임상증상의호전을기 할수있었으리라예상된다.

척수 경막 동정맥루의 치료에 있어서 학자들에 따라

서 선택적 혈관 조 술을 이용하거나6,7), 혹은 수술적 방

법이 이용될 수 있다1,5).  수술적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동정맥루 부위를 결찰하거나 절제하는 방법으로 혈관

조 술에비해재발율이낮고, 성공률이더높다고보고

되고있다5).  본증례의경우, 혈관도관술을이용한병소

의 접근이 어려웠고, 동정맥루의 양 공급 동맥이

Adamkiewicz 동맥에서 나온 전방 척수 동맥으로 제 3-4

요추 추간판 부위에서 동정맥루를 형성하 기 때문에

혈관 색전술을 시행할 경우에 척수 전체의 양 공급의

차단가능성이있어수술적방법을시행하 다.

술후 4주째자기공명 상을시행하여 T2 강조 상

에서척수조 의증강소견의감소와확장된유출정맥

의현저한감소소견보 으며(Fig. 6), 임상증상의호전

은 보이나 배뇨 장애 및 보행 장애가 남아있으며 현재

외래추적관찰중에있다.

저자들은서서히발생하는배뇨, 배변장애및보행장

애로내원한 50 남자환자를척수경막동정맥루로진

단하여수술을시행하고수술후경도의임상증상의호

전을 보인 증례가 있어 보고하고자 하 다. 무엇보다도

척수병증을 진단할 경우 정확한 병력 청취와 함께 이학

적검사및방사선학적검사를통해정확한진단이이루

어져야하며, 만약척수경막동정맥루가의심되는경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을 막

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고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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